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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 분사기 IN15, IN25M, IN40M 설치 및 정비 지침서
1. 안전성

2. 개 요

증기 분사기는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며 매우 뜨거운 물줄기를 강력하
게 분사한다. 비록 물이 여전히 차가워 보일지라
도 가열되고 있는 개방탱크를 만지거나 기대어
서지 않는다. 밀폐탱크의 경우 적절하게 벤트되
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벤트라인이 막혀 있지 않는
지를 확인한다. 증기 공급 배관은 진동과 탱크
벽면에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탱크는 적절하게 제
작되어야 하고, 진동을 피하기 위해서 받침대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파이렉스사코 분사기는 일반적으로 탱크안
에 있는 물의 온도를 올리는데 증기를 사용한다.
또한 이 분사기는 다른 액체를 가열하는데도 사
용될 수 있다. 증기 분사기는 축방향의 포트를
통해 증기를 분사함으로써 탱크 안의 물을 끌어
들여 혼합시킨 후, 가열된 물을 탱크로 방출한다.
분사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순환작용을 통해 충
분한 혼합이 이루어짐으로써 탱크내 균일한 온도
를 유지시킨다.

3. 사용조건
몸체설계조건
최대포화증기조건
가열시키는 물의 최대온도

PN25
207 ℃, 17 bar
90 ℃

IN15

IN25M
(나사식 또는 버트용접식)

IN40M
(나사식 또는 버트용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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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방법

1″암나사
소켓

IN25M(1″
)와 IN40M(1½″
)은 수나사(BSPT나
NPT)나 버트용접식 타입으로 공급되므로 탱크의
벽면 연결부나 탱크내 배관에 연결할 수 있다. 이때
탱크의 벽면에 보강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IN15에는 탱크 벽면에 직접 설치하기 위한 1″
수나사와 증기 공급 배관에 연결하기 위한 ½″
의
암나사가 있다.
분사기의 둥그스런 부분에 파이프렌치를 물리
지 말고 분사기 몸체의 리브(rib)에 스패너를 물
려 돌린다.
높은 용량에 대해서는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분
사기를 병렬로 설치한다.

증기
공급배관

탱크 내부면
보강판

소켓끝단의 구멍을
깨끗하게 한다.

IN15–탱크벽면의 대표적 설치 예
나사식 커플링
스패너용 리브(턱)

4.1 배관 구경 선정
분사기와 같은 구경의 배관을 사용한다.
IN15의 경우 : 15 mm
IN25M의 경우 : 25 mm
IN40M의 경우 : 40 mm

IN25M/IN40M–나사식 배관의 대표적인 설치 예
나사식 커플링

보강판

여러 개의 분사기를 설치할 경우 메인배관구경
은 다음과 같다.
분사기 수량
2
2
3

타입
IN15
IN40M
IN40M

최소 메인배관구경
20 mm
65 mm
80 mm

4.2 배치도
1) 분사기를 1개 설치하는 경우
–탱크 한쪽면의 수직중심선상의 하단부에서
–탱크 벽면으로부터 최소 150 mm 이격하여
–분사기를 수평으로 설치
분사기는 가능한 탱크의 한쪽면에 가까운 위치
에서 탱크 벽면에 커플링을 끼워 설치하거나 짧은
배관에 설치한다. 배관은 탱크의 안쪽 또는 바깥
쪽으로 설치 가능하다. 모든 나사 연결부위에는
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콤파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분사기 출구에는 탱크내 장
애물, 예를 들면 배관, 스테이 등이 있지 않도록
한다.
2

스패너용 리브(턱)

IN25M/IN40M–탱크벽면에 나사식 커플링을 설치한 예

보강판

스패너용 리브(턱)

IN25M/IN40M–버트용접식
–탱크벽면의 대표적인 설치 예(공급배관
에 직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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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운전을 위해서는 분사기 출구와 탱크벽
면 사이 거리(L)를 가능한 멀리 띄어야 한다.
다음은 최소로 적용하는 거리이다 :–
분사기 입구
증기압력(bar g)
0.5– 7.0
7.1–10.0
10.1–14.0
14.1–17.0

IN15
최소 길이(L)
250 m
300 m
350 m
400 m

IN25M/IN40M
최소 길이(L)
500 mm
750 mm
1000 mm
1250 mm

분사기 아래부분의 물의 최소 깊이(H)는 다음
과 같이 허용되어야 한다.
분사기 타입
IN15
IN25M
IN40M

최소 깊이(H)
100 mm
150 mm
200 mm

L
H

최소 150 mm

2) 분사기를 여러 개 설치하는 경우
물이 적절하게 혼합되고 최대 순환작용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탱크너비에 균등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분사기와 탱크의 벽면사이에는 최소 150 mm를 띄우고, 분사기 사이에는 최소 300 mm를 띄운다.

분사기 2개를 설치하는 경우 배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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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50

W
4

최소 300

W
2

분사기 3개를 설치하는 경우 배치 평면도
최소 150

W

W
6

최소 300 W
3
W

3

부터 윗쪽으로 약 1/3정도 지점에서 분사기 위쪽
에 설치하거나(이상적임), 분사기 상단 측면에
설치한다. 보일러 급수탱크에 적용할 경우 보충
수, 응축수 유입지점과 재증발기 유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설치한다.
다이얼 온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센서가까
이 설치한다.

4.3 증기분사 시스템
아래 그림은 전형적인 증기분사 시스템이다.
모든 시스템 구성품은 탱크의 최상단보다 더 윗
부분에 위치하는 수평배관에 설치한다. 증기공급
컨트롤 밸브의 전단에 스톱밸브와 Y자형 스트레
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나를 설치할 때
는 응축수가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옆으로
설치한다. 온도센서와 센서포켓은 탱크바닥으로
스톱밸브

진공해소장치
컨트롤 밸브

Y–스트레나
온도계
컨트롤러
및
센서

포켓

분사기

5. 정비방법
특별한 정비는 필요하지 않는다. 모든 온도 조
절기는 주기적으로 교정해야 한다. 년 1회정도 분
사기와 증기 공급배관을 점검한다. 분사기의 출
구 구멍이 막혀있지 않는지와 나사 연결부위가
풀리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탱크벤트라인에 이
물질이 없는지 점검하고 증기분사 시스템에 있는
스트레나를 청소한다.

6. 이상원인 찾기
만약 올바르게 선정되고 제어되도록 구성되고
탱크에 적절하게 설치되었다면, 증기 분사기는
소음과 진동이 최소인 상태에서 조용하게 운전될

것이다. 설치된 상태에서 운전소음은 부적절하게
지지되는 배관이나 연결부위가 느슨해진 것에 의
해 발생될 수 있다.
증기가 공급되는 동안 과도한 소음과 진동은
극히 드물지만, 분사기가 느슨해지거나 분리되면
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분사기 출구
노즐 중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노즐이 막혀
서 발생할 수도 있다.
탱크 온도가 90 ℃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 증
기가 완전히 응축되지 않을 때 심한 진동이 발생
할 수 있다.
만약 심한 진동이 발생되면, 분사기 사용을 중
단한다. 그렇지 않으면, 탱크가 손상될 수 있다.
증기 공급을 중단하고, 즉시 이상원인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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